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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YAG 레이저를 이용한 자동차 배터리용 SS41 다층박판
이종두께 T 형상 용접 특성 
 

T-joint Welding Characteristics of Multi-thin Plate Dissimilar Thickness of SS41 of 
Automobile Battery by using Nd:YAG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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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esent research experimental results about the different thickness T-joint 

welding of the high power continuous wave(CW) Nd:YAG laser for the secondary battery of a 

vehicle. Although the conventional method used for the secondary battery is a argon TIG welding, 

we utilize a laser welding to improve Tungsten Inert Gas(TIG) welding’s weakness. The laser, 

which has a couple of advantage such as aspect ratio, low Heat Affected Zone(HAZ), good 

welding quality and fast productivity utilized in this work is a CW Nd:YAG laser. In order to 

observe laser welding sections, we used a optical microscop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tallographic, hardness, aspect ratio, and heat input, we obtained the desired data in condition 

of 1800 W laser beam power and 1.8 m/min and 2.0 m/min laser beam travel speeds. In order to 

compare electric resistances of the argon TIG welding and laser welding, we made an actual 

battery and the electric resistance of the laser welding is reduced by 40~45% comparing with the 

argon TIG welding. 

 

Key Words: Nd:YAG Laser (Nd:YAG 레이저), T-joint Welding (T 형상 용접), Secondary Battery (이차전지) 

 

 

1. 서론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인구의 점진적인 증

가로 에너지 소비의 증대, 석유 등 화석원료 부

족으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석유원료 부족과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

차 산업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의 실용화로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오염과 자원부

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자동차들은 구동모터와 대용량 전지가 경쟁력

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는 연소되는 화석연료를 극소화 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기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친환경자동차의 동력원인 이차

전지개발과 이에 대한 성능향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동통신기기, 노

트북, 캠코더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이차전지가 

보급됨으로써 소형 Li-ion 와 Ni-MH 전지의 개발

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차전지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Li-ion 와 Ni-MH 전지 중 전기자동차용

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합한 전지사양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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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특수성 때문에 고에너

지 밀도와 고출력 밀도 같은 전지의 기본적인 성

능, 수명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이 자동차

용 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Li-ion 이차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리튬 금속이 

대기 중에 노출될 경우 리튬 고유의 활성으로 인

한 화재 발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용으

로는 안전성이 높은 Ni-MH 전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미국이나 

일본에서 판매 또는 리스 중인 전기자동차 및 하

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Ni-MH 전지를 사용하

고 있다.1-3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이차전

지 기술 개발 중 핵심적인 것은 출력밀도를 높이

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크게 만

들면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장시간 움

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자동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 장애

가 발생한다. 이렇게 배터리 크기를 무한대로 키

울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동차 공간 내에 장착

할 수 있는 배터리의 출력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

요한 문제이다. 출력밀도를 높일 수 있다면 이차

전지 크기와 무게를 줄일 수 있어 자동차의 경량

화를 통한 연비향상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차전지의 크기는 줄이고 출력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이

루어져야 할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접합부 및 패키징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배터리 

크기도 줄이고 접합부에서 전기적인 손실도 줄이 

것이다.  

배터리 패키징 및 접합부에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있는 접합법으로는 아르곤 티그 용접법이 주

로 사용되고 있다. 아르곤 티그 용접법은 용융점

이 높은 텅스텐 전극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일으

키고 용접 중 산화, 질화를 막기 위해 Ar 가스로 

용접부를 보호하는 용접법이다. 이 용접법은 배

터리 제작 시 용접부의 면적이 균일하지 않아 저

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을 저하

시키는 단점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작업자에 

따라 용접품질이 다르고 여러 번 반복 시 균일한 

용접 품질을 얻을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열영

향부가 커서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의 열변형 

부위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들이 배터

리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먼저 용접품질이 

좋지 않거나 균일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충방전을 

하면서 용접부 결함부에서 전위차가 발생하여 저

항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열영향부가 크

면 용접하는 외의 부분에는 열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속품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기전도손실도 발생하고 배터리 크기도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

결하고자 기존의 용접법인 아르곤 티그 용접법을 

레이저 용접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열영향이 적고 

용접부위가 균일한 양질의 용접단면을 얻고자 연

구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저탄소강 SS41 이

다. 저탄소강을 사용한 이유는 탄소함유량이 적으

면 강의 조직에 페라이트가 많이 나타나는데 페라

이트 조직은 전기전도도가 높은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S41 은 비교적 저가로 구하기 쉬워 비

용측면에서도 탁월하여 배터리 부품으로 사용하는

데 산업현장에서 선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서로 다른 두께의 저탄소강

(SS41)을 T 형상으로 용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

하는 T 형상은 얇은 시편을 일정한 간격과 높이를 

유지하도록 세워 놓고 그 위에 전극으로 작용하는   

두꺼운 시편을 놓고 고정한 다음 두꺼운 시편 윗

면에 레이저빔을 조사 시킴으로써 에너지를 관통

시켜 남은 열로 아래 얇은 시편을 T 자 형상으로 

용접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저탄

소강 용접과 T 형상 용접에 대한 선행연구를 결과

를 조사하였다. 저탄소강 용접으로는 S. H. Ahn4은 

목적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3 초, 목적온도에서 

2 초간 유지 후 90 초간 용접 열 사이클 재현 장치 

속에서 냉각시키면서 인장시험, 조직분석, 부식특

성 등을 분석하면서 용접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R. 

Ueji5 은 저탄소강을 마찰 교반 용접하여 용접특성

을 분석하였다. A. Gural6 은 여러 종류의 저탄소강

을 용접한 후 열처리함으로써 용접부 내부 조직 

및 기계적 강도 분석하였다. E. Gharibshahiyan7 은 

저탄소강을 불활성 가스 용접시 입열량에 따른 경

도 및 인성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T형상 용접으로는 Y. S. Oh8은 파이버레이저를 이

용하여 재료를 T 형상으로 만들어 맞닿은 부분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레이저빔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용접하여 용접특성을 분석하였다. L. Min9 은 재료

를 T 형상으로 고정하여 맞닿은 부분에 CO2 레이

저와 Nd:YAG 레이저를 서로 반대 방향에서 동시

에 조사하여 용접성을 분석하였다. R. Moazed10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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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배관을 T 형상으로 고정하여 시편이 서로 

맞닿는 부분을 용접하여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하고자 연

구와 동일한 연구를 한 사례는 찾아 볼 수가 없

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Nd:YAG 레이저의 장점은  

용접부품을 기하학적으로 거의 변형이 없이 극소

화하면서 용접이 가능하다. 레이저빔을 이용하는 

용접은 고밀도 에너지 열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

시간에 용융, 응고 과정이 진행되어 일반용접에 

비해 종횡비(Aspect Ratio)가 크고, 용입 깊이는 깊

고,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HAZ)가 작아 열변

형이 거의 없어 극소 부위 용접이 가능하다. 또 

레이저 용접은 별도의 용가재(Filler Wire)를 사용하

지 않는 용접 방법이며, 높은 출력밀도로 매우 짧

은 시간 내에 용접하기 때문에 모재 내부로 열확

산이 적어 내부응력이 작게 형성되어 용접변형이 

적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기존방법으로 용접

할 때 열전달 때문에 부품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

는 두께가 2 mm 인 극주에 두께가 0.1 mm 인 탭 

40 장을 T 형상으로 동시에 용접하고자 한다. 용접 

하면서 발생하는 열전달을 고려하여 불필요하게 

제품을 크게 제작하는 부속품들의 크기를 줄임으

로써 극주와 탭 연결부 사이즈를 줄이고 극주와 

탭 접합부 전기전도 특성 향상 시킴으로써 배터리 

출력성 및 용량을 높이고자 한다. 

 

2. 실험 

 

2.1 실험 장치 

본 연구에 이용한 Nd:YAG 레이저의 파장은 

1.06 µm 이고, 최대출력은 2.8 kW 이다. 평균유효

출력은 2 kW인 연속파(Continuous Wave: CW)이고, 

레이저빔은 직경 600 µm 인 광섬유를 통해서 전

달된다. 레이저빔 발산 각은 25 mrad이고, 광케이

블에 연결되어 가공하는 공작대는 LASMA 1054 

(TRUMPF)이다. 작업대는 지면으로부터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강암 정반으로 되었고, 다층 박

판을 용접하기 위한 모식도는 Fig. 1 에 나타내

었다. 

레이저 가공헤드는 겐트리 타입 가공 장치로서 

LASMA 1054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x, y, z축의 

이송거리는 1000 mm, 500 mm, 400 mm이다. x축, y

축에 대한 위치정밀도는 5 µm, z축에 대한 위치정

밀도는 1 µm, 반복정밀도는 8 µm이다.11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2.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극판의 탭부분을 일정간격으로 

배열된 상태에서 극주판 위에 고정한 다음 비드 온 

플레이트(Bead on plate) 용접해서 T형상으로 용접하

고자 한다. 극주판 비드 온 플레이드 용접 시 탭의 

최적 용입 깊이를 예측하기 위해 극주판 2 장을 겹

치기 용접하여 용입 깊이를 예측하는 예비실험을 

하였다. 예비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저탄소강(SS41)

이며 크기는 70 mm (L) × 25 mm (W) × 2 mm (T)

이고 시편 2장을 겹쳐 용접하여 종횡비를 측정하였

다. 종횡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크

기 70 mm (L) × 25 mm (W) × 2 mm (T)의 극주판

에 33 mm (L) × 1.5 mm (W) × 0.1 mm (T) 크기의 

극판 탭을 T형상으로 용접하고자 한다. 

용접 시 시편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아세톤으로 세척한 후, 레이저빔의 출력을 고정하고 

레이저빔 이송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시편의 화학적 성분은 Table 1 과 같고 포스코

에서 제공한 검사증명서를 정리한 것이다. 용접 

할 때 시편은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Ar)을 흘려 

보내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

고 플라즈마도 제거하도록 하였다. 아르곤 가스

의 유량은 2∼3 ℓ/min로 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S41 (POSCO mill test 

certificate) 

SS41 

(Wt %)

C Si Mn P S 

0.1511 0.222 0.749 0.0158 0.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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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공정변수 변화에 따른 용접단면을 관찰

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절단기로 절단하고 마운팅 

및 사포(sand paper)로 연마 후 에칭액(Nital 3%)을 

만들어 에칭하였다. 에칭된 시편의 용접부 및 열

영항부의 조직은 광학 현미경(Olympus: GX-51)으로 

관찰하였다. 촬영한 조직사진을 바탕으로 용접단

면의 용입 깊이와 폭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

터를 바탕으로 용접 시 레이저빔 이송속도의 변화

에 따른 종횡비(Aspect Rato), 시편내부로 흡수되는 

입열량(Heat Input Capacity)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레이저 용접 시 열 때문에 발생하는 조직변화

에 의한 경도측정은 마이크로 비커스(SHIMADZU: 

HmV-2 model) 경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0.5 kg 의 

하중을 적용시켰다. 마지막으로 기존용접방법과 

레이저용접의 출력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용접부에 마이크로 저항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전기

저항을 측정하였다. 

 

 

Fig. 2 Variation of beam spot size to defocused distance 

 

본 실험에 앞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초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기초실험 한 결과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Fig. 2는 초점렌즈의 작업위치를 선

정하기 위하여 레이저빔을 조사하는 가공헤드를 

시편 표면에서부터 위로 이동하면서 레이저빔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레이저빔이 시편에 조

사하여 면적이 가장 작은 것을 초점위치에서 초점

면으로 하였고 초점면 보다 아래 방향은 (-)로 하

고 초점면 보다 위방향은 (+)로 표시하였다. 가공 

헤드를 이동하면서 초점면에 레이저빔을 조사한 

시간은 각각 180 ms이다. Fig. 2에서 f는 초점면을 

중심으로 한 레이저빔 집속렌즈 초점위치를 의미

한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초점 면적이 가장 작

은 위치를 작업거리 0 으로 하고 실험 기준점으로 

하여 실험하였다. 이때 초점의 직경은 1240 µm 이

었다. 이 초점직경은 비드 온 플레이트 용접 시 

용접폭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3. 결과 및 고찰 

 

3.1 아르곤 용접 특성 

Fig. 3 은 배터리 제조 시 사용된 아르곤 티그 

용접의 용접단면 조직사진이다. 전지 극판을 용접

하는 아르곤 티그 용접은 작업자에 의해서 수작업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서 용접부 형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르곤 

티그 용접 했을 경우 Fig. 3에 나타난 것처럼 용접 

비드가 크고 거칠게 용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접단면은 내부에 커다란 균열이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3 Welding cross-sectional area of argon arc welding 

 

아르곤 티그 용접법으로 제작한 배터리의 충방

전 실험을 한 결과 실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출

력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력성이 떨어

지는 이유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주요 원인은 

용접단면의 내부균열 등 불완전한 용접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그 원인으로 충방전 실험이 계속

되는 동안 용접부에 발생한 용접 결함부에서 열이 

발생하여 조직이 변화하고 그 부분에서 전기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출력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한

다. Fig. 3 에 나타난 것처럼 용접부에 크랙, 기공 

등이 있어 용접단면에서 불연속부분이 발생하여 

출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Fig. 3

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용접단면의 비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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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도 전기전도도가 모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기가 전도될 때 불연속점 

이나 뾰쪽한 부분 또는 노치부분이 발생하면 예민

한 부분에서 전자가 집중되면서 먼저 방전이 되기 

때문에 전지가 구조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Fig. 3 은 충방전 실험한 결과

인데 크랙 부분에서 충방전 실험 시 열이 집중되

어 그 주위로 열 흔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용접부 결함이 발생하

면 그 결함부에서 불규칙적으로 방전이 일어나고 

열이 집중되면서 배터리 성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3.2 종횡비와 입열량 특성 

본 실험은 2 mm 의 극주판에 두께가 1/20 정도 

작은 박판 0.1 mm를 T형상으로 용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극주판을 비드 

온 플레이트 방법으로 용접하면서 T 자 형상으로 

아래에 있는 박판의 상부 일부를 용융시켜 용접하

는 방법을 고안했다. T 형상 용접을 하기 위해 중

요한 부분은 위에 있는 극주판이 완전 관통용접이 

 

되고 아래에 있는 박판 윗부분의 일부만 용융되도

록 입열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정변수

를 결정하기 위해 두께가 2 mm 인 극주판 2 장을 

겹치기 용접한 결과를 Fig. 4 에 나타냈다. 공정조

건은 레이저 출력 1800 W, 레이저빔 이송속도 0.8 

m/min ~ 2.2 m/min까지 0.2 m/min씩 증가시키면서 

실험하였다. Fig. 4에 나타낸 것처럼 레이저빔의 이

송속도가 낮아 레이저빔과 재료가 상대적으로 상

호작용하는 시간이 긴 경우에는 내부에 많은 기공

이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시편으로 사용한 SS41 은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이

다. 강에는 크게 일반구조용강과 기계구조용강으

로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열처리 여부에 의해

서 나뉘게 된다. 기계구조용강은 열처리를 전제로 

한 강종이기 때문에 열처리 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화학성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반면 

일반 구조용강은 별로도 화학성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이유는 일반 구조용강은 원하는 강도만 

나오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순물로 일정 함량 

이상 있을 경우 취성 파괴의 원인이 되는 인과 황

만 상한을 정해 놓았다. 이런 이유로 SS41에는 조 

 

Fig. 4 Welding cross-sectional area to variation of weld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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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표 이외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 

그 성분들이 용접 시 기공과 같은 용접결함을 발

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된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시편의 조성성분 중 용

융온도가 비교적 높은 탄소(C)의 경우 3527℃이고 

규소(Si)는 1414℃인 반면 조성분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망간(Mn)은 용융온도가 1246℃로 

비교적 낮다. 특히 황(S)과 인(P)은 용융온도가 

115.36℃와 44.2℃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용접 시 시편이 용융될 때 용융온도가 높은 조성성

분은 용융될 때 상대적으로 용융온도가 낮은 조성

성분이 기화하면서 증발하게 된다. 하지만 용접도중 

키홀이 닫히면서 기화된 성분이 밖으로 나가지 못

한 증기상태로 포획되어 기공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기포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로 생각 해 

볼 수 있는 것은 겹치기 용접할 때 시편과 시편이 

겹치는 부분의 공기층에서 공기가 용융풀에 삽입

되면서 기포로 포획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레이저빔의 이송속도가 비교적 느린 1.8 m/min

까지는 레이저빔과 시편이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용융온도가 낮은 조성분이 

기화되는 양도 많아 기포가 포획된 양도 많은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2.0 m/min 부터는 기공이 발생

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상부 극주판의 비드

온플레이트 용접방법으로 관통용접된 뒤 아래에 있

는 두께 0.1 mm 의 박판을 T 형상 용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겹치기 용접 시 하부시편으로 침투된 용입 

깊이가 100 µm 내외정도가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

되어 기공이 없고 아래 시편의 침투 깊이가 크지 

않은 공정조건을 중심으로 T용접을 하였다. 

상부 극주판과 박판을 T 용접 했을 때 최적의 

공정조건을 결정하는 입열량을 분석하기 위해 실

험결과를 바탕으로 입열량으로 계산하여 Fig. 5 에 

나타냈다. 

입열량은 식(1)을 이용해서 계산했다. 식(1)에서 

E는 입열량, P는 레이저빔 출력, W는 용융폭, v는 

레이저빔 이송속도이다. 

 

 

(J/cm2)           (1) 

 

Fig. 5 에 나타낸 것처럼 레이저빔의 이송속도가 

증가하면서 입열량도 줄어들고 있다. 본 연구목적에 

적절한 공정조건은 레이저빔의 출력이 1800 W 일 

때 레이저빔의 이송속도가 1.8 m/min과 2.0 m/min

의 경우로 이때 입열량은 각각 4739 J/cm2 과 

4360 J/cm2 이었다. 

 

 

Fig. 5 Influence of welding speed on the heat input 

 

Fig. 6 은 Fig. 4 의 상부 극주판으로 사용하는 

시편 SS41 를 두 장 겹치기 용접한 실험결과를 바

탕으로 용접부 단면의 폭(W)에 대한 용접부 용입

깊이(δ)의 비율인 종횡비(W/δ)를 식(2)로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6 Influence of welding speed on the aspect ratio 

(Total depth) 

 

             (2) 

 

식(2)에서 AR 은 종횡비(Aspect Ratio)이고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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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는 2 장 겹치기 용접 시 총 용입깊이, width 

는 용융폭이다.  

레이저빔의 이송속도가 0.8 m/min 으로 느린 

경우에는 주위로 열전도 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

문에 종횡비가 1.9 로 작았다. 이때 입열량은 

7134 J/cm2 이었다. 종횡비가 가장 큰 경우는 레

이저빔의 이송속도가 1.6 m/min 인 경우로 종횡비

는 2.24 이고 입열량은 5296 J/cm2 였다. 레이저빔

의 이송속도가 2.2 m/min 일 때는 종횡비가 1.89

이고 입열양은 4014 J/cm2 로 레이저빔의 이송속

도가 0.8 m/min 과 비슷한 종횡비를 나타내고 있

다. 레이저빔의 이송속도가 느린 경우는 레이저

빔의 이송속도가 늦기 때문에 시편과 상호작용하

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편 주위로 열전달이 되

어 용융폭이 크기 때문에 종횡비가 작게 나타난 

것이다. 레이저빔의 이송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레이저빔과 시편이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상대적

으로 짧아지고 입열량 또한 작아지기 때문에 시

편 내부로 침투하는 용융깊이가 작아져 종횡비가 

작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상부 극주판이 관통용접되어 

하부에 있는 박판의 T 용접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장의 시편의 침투깊이를 중심으로 측정한 결과를 

정리해서 Fig. 7에 나타냈다. Fig. 7의 결과는 식(3)

을 이용해서 계산하였다. 

 

 

Fig. 7 Influence of welding speed on the aspect ratio 

(Depth of the second plate) 

 

         (3) 

식 (3)에서 AR은 종횡비이고 depth of the second

는 2 장 겹치기 용접 시 두 번째 장의 용입깊이, 

width는 용융폭이다. 

겹치기 용접한 시편 2 장 전체의 용입깊이를 바

탕으로 종횡비를 나타낸 Fig. 6과는 다르게 Fig. 7은 

레이저빔의 이송속도가 증가하면서 종횡비가 급속

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부 시편에서부터 하부 시편으로 레이저

빔의 에너지 전달이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나타나

는 현상이다. 하부 시편으로 레이저빔의 에너지가 

전달되어 용입된 침투깊이를 기준으로 종횡비를 

계산하면 레이저빔의 이송속도가 0.8 m/min 일 때

는 0.49이고, 2.2 m/min일 때는 0.11이다. 

Fig. 4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한 Fig. 5의 

입열량과 Fig. 7의 종횡비 결과를 바탕으로 T형상 

용접한 결과를 오른쪽에 아르곤 티그 용접과 왼쪽

에 레이저 용접한 결과를 Fig. 8 에 비교하여 나타

냈다. 그림에서 위에 있는 판은 용접된 극주판이

고 아래 그림은 극판에 탭을 용접한 결과이다. 아

르곤 티그 용접된 시편을 살펴 보면 극주판과 탭

을 용접하기 위해 극주판에 틈새를 가공하여 박판

을 끼워서 용접한 형태를 하고 있다. 임으로 틈새

를 가공하여 박판을 끼워 용접하기 때문에 공정이 

레이저 용접에 비해 더 필요하고 용융된 부분도 

더 넓은 형상을 관찰 할 수 있다. 용접부의 단면

을 나타낸 Fig. 3 에 나타낸 것처럼 열영항부도 크

고 내부에 균열 등 용접결함도 발견되고 있다. 또 

종횡비 특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극주 부분에 가공함으로써 이를 보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Argon welding and Laser welding photos of wel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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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레이저 용접한 것은 용접부위가 작고 극

주판과 40 장의 탭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용

접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용접은 종횡

비 특성이 좋고 열영향부가 적기 때문에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박판의 간격도 비교적 균일하고 용

접비드면이 작은 용접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용접

부의 비드면이 작다는 의미는 열영향부가 작다는 

의미이고, 열영향부가 작으면 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탭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줄어든 만큼의 

유효 극판의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용접비드면이 균일하다는 의미는 전류가 흐를 

때 불연속점에서 비정상정적인 전류의 흐름이 발

생 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3.3 용접부 경도 특성 

레이저빔의 출력을 1800 W로 하고 레이저빔의 

이송속도를 1.8 m/min과 2.0 m/min으로 시편에 조

사했을 때 용접부의 조직의 경도변화를 측정하여 

Fig. 9 에 나타냈다. 레이저빔의 이송속도를 1.8 

m/min 과 2.0 m/min 으로 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Fig. 4 에서 Fig. 7 에 나타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상부 극주판 아래에 다수의 탭을 T 형상 용접 할 

때 최적의 공정조건으로 판단하여 선정한 공정변

수이다. 이때 용접에 의한 조직변화로 발행한 경

도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경도값을 측정하여 Fig. 9

에 나타낸 것이다. 경도를 측정한 위치는 용접한 

시편 표면으로부터 아래 1000 µm 지점에서 횡방향

으로 측정한 값이다. 레이저빔의 이송속도가 1.8 

m/min일 때 용접부 단면에서 평균경도는 179.7 Hv

이고 2.0 m/min일 때의 평균경도는 194.4 Hv이다. 

 

 

Fig. 9 Hardness distribution on the welding width 

모재의 경도가 150 Hv인 것과 비교하면 1.2~1.3배 

정도 경도 값이 상승하였다. 경도 값이 일정하게 

측정되지 않은 것은 용접부에서 용융과정에 성장

한 조직의 내부가 측정된 경우와 조직의 경계부위

가 측정되면서 약간의 경도값의 차이가 있지만 평

균경도 값에 비하면 ±15~20 Hv 정도이다. 레이저

빔의 이송속도가 1.8 m/min로 입열양이 4739 J/cm2 

일 경우 경도 값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것은 용

접부가 충분하게 용융되어 냉각되었을 때 냉각하

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레이저빔의 이송속도가 

2.0 m/min로 입열양이 4360 J/cm2 일 때보다 상대

적으로 조직이 성장하여 조대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4 용접부 단면 미세조직 특성 

용접부의 조직변화를 관찰하게 위해 용접부 

단면을 절단하여 광학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냈다. 그림에 나타낸 조직사진은 레 

 

 
(a) 

 
(b) 

Fig. 10 (a) Micro-structure of welding area (b) Micro-

structure of wel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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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빔의 이송속도가 1.8 m/min와 2.0 m/min일 때

의 용접부 단면 조직사진이다. 이 조직 사진의 결

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부 극주판에 하부에 

다수 의 탭을 T 형상 용접할 때 가장 적절한 공정

조건으로 선택한 공전조건이다. 

용접부 중심부는 레이저빔과 시편이 상호작용

하면서 용융되었다가 냉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조직

이 성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모재와 경계부분

은 모재로 열이 용출되면서 냉각시간이 빨라 조직

이 중심부에 비해 성장이 적어 조직이 조밀하게 

형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용접부의 경도 값과 

조직이 성장한 모습을 관찰해 보면 페라이트

(ferrite)로 조직이 성장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비교

적 조직이 크게 성장된 페라이트 사이에 작은 부

분으로 퍼얼라이트(pearlite) 조직도 관찰되고 있다. 

페라이트와 퍼얼라이트가 서로 혼재하여 경도 값

을 측정할 때도 Fig. 9에 나타낸 것처럼 약간 크기

가 다르게 측정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Fig. 11 

 

 
(a) 

 
(b) 

Fig. 11 (a) Microstructure of battery welding side area 

(b) Microstructure of battery welding front area 

은 상부 극주판과 하부 박판 탭을 여러 장을 T 형

상 용접한 결과를 나타낸 Fig. 8을 절단 하여 Fig. 3

과 비교하기 위해 용접부를 나타낸 것이다. 

용접부 종단면과 횡단면을 분석하기 위하여 마

운팅을 한 후 폴리싱을 했는데 마운팅 과정에서 

두께가 0.1 mm 인 박판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Fig. 11(a)는 용접부 종단

면을 분석한 결과 인데 상부 극주와 하부에 있는 

박판이 대체적으로 잘 용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두께가 100 µm 인 박판 2 장씩을 1000 µm 

간격으로 용접한 결과이다. 용융과 응고과정에서 

약간씩 간극의 변동이 발생했고, 박판 2 장 사이 

40 µm 의 간극도 관찰되고 있다. 탭과 탭사이의 상

부 극주판의 아래 부분이 둥글게 아치(arch)형이 형

성된 것은 용접부가 용융된 다음 용융물이 냉각되

면서 응집력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Fig. 11(b)은 상부 극주와 하부 박판을 T 형상 

용접한 부분의 횡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100 µm의 

아주 얇은 두께의 박판의 횡단면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50 µm 정도 연마해야 했다. 하지만 그 위치

를 분석하기가 어려워 최대한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맞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8 m/min과 2.0 m/min의 왼쪽과 오른쪽 용접성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폴리싱을 

50 µm 만 100 µm 의 단차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Fig. 11 의 전체적인 용접

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5 용접부 전기저항 특성 

아르곤 티그 용접법으로 제작된 배터리와 레이

저 용접법으로 제작된 배터리의 출력 특성을 비교

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저항측정기를 이용하여 전

기저항을 측정하였다. 용접부 전체면적의 전기저

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용접부를 중심으로 대각선

으로 측정단자를 연결하였다. 금속의 전기저항을 

측정하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저항값을 

5차례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아르곤 티그 용접법 

 

Table 2 Resistance measurement result data of weld zone 

Welding Process Average R (mΩ)

Argon Welding 0.5148 

Laser 

Welding 

1800 W 1.8 m/min 0.3016 

1800 W 2.0 m/min 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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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레이저 용접법에서 저항값이 더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용접부 결함과 관계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용접부의 면적이 크고 균열과 같은 

결함이 관찰되는 아르곤 티그 용접부 단면을 나타

낸 Fig. 3 과 레이저 용접부 단면을 나타낸 Fig. 11

의 결과를 비교한 것처럼 용접의 건전성 차이에서 

저항값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용접부

에 비접촉점이나 접촉선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 전

자가 비정상적으로 집중되면서 순간적으로 방전되

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부

에 결함이 많게 되면 결함부에서 전기적인 손실이 

발생하면서 저항값이 크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

다. 또 용접부 면적이 증가하면 기지조직과 용접

부의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레이저빔

의 이송속도가 1.8 m/min으로 2.0 m/min보다 느려 

시편과 레이저빔의 상호작용시간이 약간 긴 경우 

용접비드 면적이 증가하여 전기저항이 약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소부위를 급가열 급냉각하는 레이저용접이 

아르곤 티그 용접에 비해 종횡비 특성이 좋고, 열

영향부(Heat affect zone)가 작기 때문에 용접에 의한 

결함과 변형이 거의 없어 전기적 저항특성도 개선

된 것으로 판단한다. 

 

4. 결론 

 

이차전지 패키징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아르곤 

티그 용접법을 전지의 성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

여 연속파 Nd:YAG 레이저로 용접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아르곤 티그 용접에 비하여 Nd:YAG 레이저

로 용접하였을 때 용접단면의 내부 결함이 적고 열

영항부도 작은 양호한 용접상태를 얻을 수 있었다.  

(2) 탭 40 장을 이종두께의 극주와 T 용접했을 

때 가장한 양호한 용접상태를 나타낸 공정은 레이

저빔 출력이 1800 W이고 빔 이송속도가 1.8 m/min

일 때 입열량은 4739 J/cm2와 레이저빔 이송속도가 

2.0 m/min일 때로 입열량은 4360 J/cm2이다. 

(3) 아르곤 티그 용접부와 레이저 용접부의 전기

저항을 비교한 결과 레이저 용접 시 아르곤 티그 

용접에 비하여 40~45%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산업현장에서 이차전지를 

용접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아르곤 티그 용접을 레

이저 용접으로 대체함으로써 용접부 면적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전기저항 감소로 배터리 출력 

밀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용접

부 전기저항이 감소되기 때문에 출력성도 향상 시

킬 수 있고 균일한 용접단면과 빠른 용접속도로 

이차전지 제조의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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